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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EW ROCHELLE에에에에 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노인노인노인노인 요양원요양원요양원요양원 개원을개원을개원을개원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 HUD, New Rochelle시시시시, Westhab 등과등과등과등과 제휴하여제휴하여제휴하여제휴하여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지속지속지속지속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및및및및 협력협력협력협력 모델을모델을모델을모델을 

구축하기구축하기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Shiloh 노인노인노인노인 아파트에아파트에아파트에아파트에 1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투자투자투자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ew Rochelle에 Shiloh 노인 아파트의 공식적 입주를 

발표했습니다. 이 40 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는 노인들을 위한 수준 높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렴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HFA(Housing Finance 

Agency: HFA)를 통한 세금 환급, 채권, 보조금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New Rochelle시, Westhab, Inc. 및 Shiloh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제휴하여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며, 협력적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첨단 Shiloh 노인 아파트는 뉴욕주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노인을 위해 비용이 

저렴하고 수준 높은 거주지를 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Westchester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모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이 추구하는 주택 및 생활 수준에 대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환풍기, 공용 구역, 조명, 고효율성 엘리베이터, 저수 부엌 및 욕실 고정물 등의 컴퓨터 

최적화 제어를 포함한 고기능성 및 지능형 건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HFA 크레딧과 보조금 이외에도 Shiloh Senior Apartments를 위한 자금 조달에는 HUD의 섹션 202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700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또한 New Rochelle시도 HOME 자금에 16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각 거주자 수입의 30%로 정해져 있으며 적격 거주자의 수입은 지역 중간 수입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2013년 1월 11일에 완전 입주를 

마쳤습니다. 공동 개발사에는 Shiloh Baptist Church의 계열사인 Shiloh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Westchester 카운티 최고의 비영리 주택 제공업체인 Westhab, Inc.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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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시설에는 개별 조절 난방과 냉방, 냉방이 되는 공동 구역, 커뮤니티 룸, 운동실, 주민 세탁실, 

각 층의 라운지, 현장 지원 서비스, 쇼핑 무료 교통편,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정원의 정자가 

포함됩니다.  

 

Darryl C. Towns, HCR의 회장 겸 CEO는 “Andrew Cuomo 주지사는 수준 높은 주택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뉴욕주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도 하에 뉴욕주 전체에서 Shiloh 노인 아파트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Shiloh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은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거주지를 통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rza Orriols 지역 행정 담당자는 “HUD는 노인층에게 훌륭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는 Westhab, Inc. 및 

Shiloh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과 협력하여 39명의 노인들에게 편안함과 자부심은 

물론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무료 교통편까지 제공하는 첨단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 New Rochelle 시장 Noam Bramson, 

Westhab, Shiloh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Federal Home Loan Bank, Housing Finance 

Agency 등과 같은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New Rochelle의 Noam Bramson 시장은 “이번 개발은 정부와 비영리 부문의 협력으로 노인들에게 

수준 높고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sthab, Inc.의 사장 겸 CEO인 Bob Millier는 “Westhab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든 수준의 

소득과 요구사항을 가진 뉴욕 주민을 수용할 적절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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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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